MILE. 파트너쉽
1. 일일 거래량이 500 억 달러가 넘는 BRICS 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, 남아프리카 공화국)에 준정부
명목화폐 거래소
a. 인터네셔널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한 현지 명목화폐 대신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치를 저장하고
전송 할 수 있습니다.
b.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가 개방되게 합니다.
2. 정부 간 사업/로비스트 단체 (28 개국이 관여):
a. 금융, 무역 및 산업체들이 오프라인 자산을 평가하고 토큰화 하며, 거래 및 담보화 할 수있는
인터네셔널 금융 거래 시장을 설립합니다.
b. 정치적 제재를 피하고 가장 수익성높은 국가에 투자합니다.
3. 준정부 시장에 정부사업 파트너쉽들
a.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계약의 자본화를 위한 국제 시장 구축(팩토링)
b. 2017 년의 거래량은 약 300 억 달러
4. 10 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정부간의 커뮤니티:
a. 인터네셔널 무역 및 금융/투자시장을 확립합니다.
b. 가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비명목화폐 수단을 마련합니다.
c. 현지 브랜치와 섭커뮤니티(소사회)들이 글로벌 합의를 통해 화폐를 인쇄 할 수 있게 합니다.
d. 국경 간 지불/송금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.
5. BRICS 지역의 정부 은행:
a. 외국인 투자자가 정치적 제재를 피하면서 빠른 개발 도상국과 수익성있는 사업에 자금을
투자할수 있도록 해 줍니다.
6. BRICS 지역의 대규모 금융 산업 그룹:
a. 스텔스 모드로 검열받지 않고 자본 저장 및 전송합니다.
7. 일일 거래량 1 억달러에 이르는 중국, 한국 및 유럽에 암호화폐 거래소들:
a. 변동적인 암호화폐를 XDR 시장에 상장시킵니다. 올해 가을에 XDR 의 coinmarketcap 일
거래량은 10 억달러가 넘을 것입니다.

b. 투명한 방출 알고리즘 (USDT 와 달리) 을 통해 자체적으로 XDR 을 주조하도록 마스터 노드를
구매 합니다.
c. 투명한 알고리즘 (USDT 와 달리) 을 통해 더 많은 XDR 을 발행할수 있도록 MILE 을 구매.
d. 시장이 상황이 안좋을때는 헤징도구.
e. 은행 및 규제 기관에서 벗어남 (예: 명목화폐-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-암호화폐로 전환).
f.

글로벌시장에 더 쉽게 확장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XDR 은 매일 모든 현지 화폐로 계산되는
인터네셔널 지수 입니다 (http://www.imf.org/external/np/fin/data/rms_sdrv.aspx).

g. 국경 간 차익거래(재정거래)를 할수있음.
8. 중국, 한국, 유럽, 아프리카 및 러시아의 명목-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서비스:
a. BTC 또는 USDT 를 사용하는 것보다 100 배 빠르고 쉽게 국경 간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
b.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좋지않을때 헤징.
9. 세네갈 오프라인 송금/거래:
a. EU 노동 이민자들이 소규모의 해외 송금 거래를 집으로 보낼수 있습니다.
b. EU 에서 중고차와 전자 제품을 구입합니다.
c.

이웃 나라들과 쌀, 생선 및 기타 자원을 교역합니다.

10. 지불 시스템

a. 마일 유니티 파운데이션은 GBPay 파트너쉽 각서에 서명했습니다. GBPay 는 전 세계 모든
국가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-명목화폐 거래를 위한 지불 시스템입니다. GBPay 를 통해
사용자는 디지털 자산을 플랫폼 내에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. GBPay 는 자체 은행 카드를
생산하며 Visa 및 MasterCard 를 받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